온라인을 통한 언어와 문화 학습
아래 온라인 학습 기회는 학생들과 가족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수의 언어

1.

COERLL 교육 자원. 오스틴의 텍사스 주립대(University of Texas)에서는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라틴어,
스페인어와 기타 언어들에 대한 소스가 공개된 비디오와 오디오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여러 언어로 문화
유산/원어민들과의 비디오 인터뷰가 있습니다.

2.

Duolingo. Duolingo 는 사용자들이 재미있는, 게임에 기반을 둔 전략들을 통해 많은 세계의 언어들을 배우도록 해줍니다. 이
사이트는 무료와 유료 버전 둘 다를 제공하는데 무료 버전은 꽤 활용도가 높고 상호작용적입니다.

3.

뉴스. 매일 수 백개의 뉴스 스토리를 천천히 읽어주고, 기초부터 고급까지,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에 맞춘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웹사이트와 팟케스트를 찾아보세요. 언어 학습자들과 교사들은 학습을 돕기 위해 번역, 연습문제, 온라인 활동 등의 자원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기사의 예에는 “Kindness in the Time of Coranavirus” 가 있습니다. 모든 접속은 무료입니다.

4.

휴식 시간 아카데미. 중급 수준의 언어와 공부한 언어에 적용가능한 문화와 언어 형태에 대한 영어 설명 둘 다가 포함된
팟케스트를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중국어로 찾아보세요. 팟케스트는 무료입니다.

5.

가상 박물관 투어. Travel and Leisure 의 컬렉션은 특별히 등교하지 않는 동안 문화연구에 있어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좋습니다. 베를린의 Pergamon, 서울의 국립 현대 미술관(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파리의
Musee d’Orsay, 멕시코시티의 국립 인류학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nthropology)등 세계의 박물관들이 포함됩니다.

6.

온라인 언어 학습. 호주의 Victoria 주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킨더가든 - 12 학년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언어 학습용 무료 교육
자원입니다.

스페인어

7.

살사. 젊은 학습자용 조지아 공공 방송의 수상에 빛나는 스페인어 시리즈는 킨더가든 - 3 학년 어린이를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살사(Salsa) 시리즈의 42 개의 비디오 레슨은 익숙한 이야기에 대한 인형극, 디지털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을 사용해 스페인어를
가르치며 상호작용적인 게임도 있습니다.

프랑스어

8.

프랑스어 배우기. 프랑스어 초급에서 상급 학습자까지를 위한 비디오와 레슨은 보편적인 주제들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

프랑스어 교사들이 제공하는 자원: 프랑스어 교사들이 관리하는 웹사이트로 모든 자원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독일어

10.

독일어 교사들이 제공하는 자원. 독일어 교사들이 관리하는 웹사이트로 모든 자원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11.

ZDF Logo. 매일 생방송(그리고 다시찾기로의 링크)는 취학 연령의 학습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그들을 위해 방송됩니다. 이 짧은
레슨은 학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 세계적인 사건 등 학생들에게 흥미있는 시기 적절한 최근 주제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라틴어

12.

고전 학습 자원관(Classical Learning Resource Center, CLRC). 이 웹사이트를 통한 자원은 고전 학습 자원관이 제공하며 라틴어
초보, 중급, 상급 학생들용 활동이 포함됩니다.

표준 중국어(Mandarin Chinese)

13.

중국어 학습. 초급과 중급 학습자용 어휘 게임, 스토리, 비디오와 함께 표준 중국어 배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팁과 정보를 드릴 다음 DLD Daily Dozen 도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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